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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clini-
cal observation for the students of Departments of Speech-Language Pathology (SLP) in 
graduate schools, and to find how to improve them. Methods: Questionnaires on the clini-
cal observation in graduate schools were distributed by e-mail as an online survey to the 
faculty and staff in charge of clinical observation in graduate schools; 25 of 27 schools re-
sponded to the survey. Results: Twenty of the responding schools utilized clinical observa-
tion. Most of the schools lowered the observation requirements when the trainee’s major 
in undergraduate school was SLP or the trainee had an SLP certificate. Direct observations 
were conducted more than indirect observations. Institutes offering observations were 
private clinics, speech therapy clinics attached to hospitals,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Most speech-language pathologists offering ob-
servations had a level 1 certificate and had been working for 5 to 10 years. Trainees usually 
had opportunities to meet patients with various kinds of communication disorders. Many 
schools had difficulty in looking for institutes to offer appropriate observation practices 
and arranging the observation schedules. Conclusion: Every school tries to give trainees 
opportunities to meet patients with various types of communication disorders in different 
settings. To improve the actual conditions of clinical observation, academies and associa-
tions for SLPs should try to find appropriate and efficient support networks beyond the 
graduate schools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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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4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7장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

중 제71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

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 교정사 등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Nation-

al Law Information Center, 2017a)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1년 뒤인 2012년 8월 5일에 언어재활사의 국가자격증 제

도가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전에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에서 

운영하던 대로 언어재활사의 국가자격증은 1급 및 2급 두 개의 급

수를 유지하게 되었으나 1급 자격증 취득 조건은 이전과 달라졌다.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에서 1급 자격증 취득 조건으로 “1. 협회

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언어치료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

득한 사람”, “2. 협회가 시행하는 언어장애전문가 2급 자격증 시험

(이하 “2급 자격증시험”이라고 한다)에 합격한 사람(이 항목은 

2007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Korean Association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 2017). 그러

나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75조의 2 (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의 2

항에 명시된 1급 자격증 취득자격으로는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으로 명시하여 이전 협회의 규정과 달리 대학원 졸업을 1급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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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필수조건이 아닌 선택조건으로 두었다(National Law In-

formation Center, 2017a).

2급 자격증 취득 후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1급 자격증을 취

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언어치료(재활)학과의 학부 과정은 필

히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대학원 과정은 학교 상황, 학생 상황에 따라 보다 더 유동적인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중 학교마다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것 중 하나가 언어임상관찰 및 언어임상실습 등 임상실습과목이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중 별표 6의 2는 제57조의 4 (언어재활 

관련학과 등) 중 2항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으로 필수과목 

10개, 선택과목 23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

습, 언어재활실습, 언어재활현장실무는 필수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7b). 다른 필수과목은 이론

과목으로서 임상뿐 아니라 연구를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대부분의

(거의 모든) 대학원에서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임상

실습관련 과목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언어치료학은 언어치료 전반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

이고 언어치료는 의사소통장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 및 중재를 수행하는 업무를 지칭하기 때문에 언어치료학은 임

상실제, 임상현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언어치료학

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임상실제는 연구를 우선으로 하는 대학원 

과정의 재학생이더라도 대학원 과정에서든 학부 과정에서든 반드

시 경험해봐야 하는 내용이다.

이론적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해도 이를 직접 임상현장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Kim과 Shin (2015)은 언어치료전공 학생들

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강한 이론을 실습에 적용하

는 항목에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했다. 이는 언어치료

뿐 아니라 모든 임상계열 종사자들의 공통된 과제이다. 간호대학생

들은 임상실습 과정 중 새로운 환경과 예상하지 못한 문제, 간호대

상자 및 의료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했다(as cited 

in Koo & Im, 2013). 또한 이들은 임상에서 이론과 실습 간의 차이

로 인한 혼란 등으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했다(as 

cited in Kim, Kim, Song, Ahn, & Chae, 2004).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2000년대 후반부터 언어치료학과의 임상

실습에 대한 연구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Kim과 Lee (2009)는 

언어치료학과의 임상실습 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근거한 임상

실습교육모형을 제안했다. Kwon 등(2010)은 2007년에 한국언어치

료전문가협회 및 전국언어치료학과협의회가 보고한 언어치료학과 

학과인증제 연구를 정리한 학술지 논문에서 언어치료학과 학부 및 

대학원의 임상실습 현황을 보고했다. Hwang, Choi, Kim과 Lee 

(2012)는 언어재활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임상관찰 및 

치료실습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 Kim과 Shin (2015)은 언

어치료전공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 및 교수효율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Kim과 Lee (2015)는 언어재활전공 학생들과 임

상감독자를 대상으로 언어임상관찰을 위한 선수교과에 대한 연구

를 진행했다. Lee,  Park과 Park (2015)은 언어재활과 학생들이 실습 

시 경험하는 자기효능감과 실습불안에 대한 연구에 대해 보고하여 

실습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으로 그 관심 영역을 넓혔다. 그러

나 이 연구들은 대개 학부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로서 대학

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미 30개에 가까운 

언어재활 관련 대학원 과정이 생겨 운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

학원에서 임상관련 실습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언어재활관찰실습(이하, 관찰실습) 제반의 현황을 파악하

는 설문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재활관찰실습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언어재활관

찰실습의 개선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원 내 개설된 언어치료학과의 관찰실습 담당교원

에게 석사과정 재학생에게 시행되고 있는 관찰실습 현황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진행되었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원이 개설되어 있는 언어치료학과에 소속되어 석

사과정의 관찰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전국 언어치료학과 중 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를 검색한 결과 총 27개교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 3개교, 경기지역 5개교, 충남지역 2개교, 대전지역 2개교, 

전북지역 2개교, 전남지역 2개교, 광주지역 5개교, 경북지역 3개교, 

부산지역 2개교, 강원지역 1개교가 개설되어 있었다. 이 27개교 소

속의 관찰실습 담당교원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중 25

개교에서 설문 응답을 회수하였다.

실험방법

설문지 작성

설문지를 구성할 문항 작성을 위해 현장실습 현황에 대해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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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한 선행문헌을 참고하였다. 언어치료학과(Kim & Lee, 

2009; Kim & Lee, 2015; Kim & Shin, 2015; Kwon et al., 2010; Lee et 

al., 2015; Hwang et al., 2012) 외에도 가정교육학과(Park, 2000), 간

호학과(Lee SE, 1997; Lee et al., 2002; Lee, Kim, & Kim, 2004; Song 

& Kim, 2013), 물리치료학과(Kim et al., 2004), 보건계열(Lee SJ, 1997), 

식품영양학과(Yoon, So, & Namkung, 1989), 안경광학과(Lee, Shin, 

& Jung, 2010), 작업치료학과(Kim & Kang, 2004; Lee et al., 2004), 

치기공학과(Lee, Bae, & Park, 2005). 특수교육학과(Kim, Park, Lee, 

& Yoo, 2007; Yoo & Kim, 2009)의 실습 현황을 조사한 선행연구 중 

다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질문을 선별하여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1차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1차 설문지를 대학원 언어치료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2인에게 전달하여 설문지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이들은 평균 12년의 임상 및 임상실습 지도경력을 갖고 있으며 현

재 대학원 석사과정의 임상실습을 관리하고 있다. 2회에 걸친 각자

의 단독 검증을 통해 2차 수정본을 작성하였고 이를 본 연구자와 

같이 논의하였다. 최종적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주관적인 답변을 

요하는 3개 문항을 문항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한 후 최종 22개 문

항의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최종 설문 내용은 Appendix 1에 제시되

어 있다.

설문지 배포

설문지 작성은 네이버 폼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설문지를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대학원 석사과

정이 개설된 언어치료학과 소속 전임교원에게 배포하였다. 한 학과

당 관찰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한 명만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한 학과 내에 두 개 이상의 대학원 과정이 있는 경우(예: 일반대학

원과 특수대학원이 둘 다 개설되어있는 경우) 두 개 이상의 과정에

서 관찰실습 진행에 차이가 없을 때는 하나의 응답을 보내도록 했

고 차이가 있을 때는 별도로 복수의 응답을 보내도록 했는데 관찰

실습을 진행하는 내용은 과정상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안내문을 통해 해당 학과의 개별정보는 공개되지 않음을 알

려주었다.

분석방법

최종 회수된 25개교의 응답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연구내용을 알고 있는 대상자의 응

답은 제외하나 대학원이 개설된 언어치료학과의 총수 자체가 매우 

적으므로 타당도 분석을 도운 2인의 전임교원이 속해있는 학과 및 

본 연구자의 학과에 대한 응답도 포함시켰다. 확보된 응답에 대해

서는 빈도 분석을 통해 빈도수 및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구결과

배경정보

설문에 응한 대학원 25개교 중 일반대학원에 속해있는 학교는 9

개(36%), 특수대학원에 속해있는 학교는 15개교(60%)였고 1개교는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언어치료학과가 소속된 특수대학원으

로는 보건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보완의학대학원, 특수교육

대학원, 사회교육대학원, 재활과학대학원, 보건경영대학원, 보건

상담정책대학원, 사회개발대학원, 재활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치료대학원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학과가 소속된 계열로는 인문사회계열이 9개(36%), 자연계열이 

10개(40%), 기타가 4개(16%)였고 응답하지 않은 학교가 2개였다. 기

타로 기록한 계열은 보건계열이 2개, 사범계열이 2개였다.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중 학부 전공자의 비율은 Figure 1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부 전공자가 전체 중 30% 이하(‘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비전공자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인 경우가 8개

(33%)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많은 경우는 ‘전체에서 71% 이상

(‘모두는 아니나 비전공자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인 경우로 6개

(24%) 학교가 응답했다. 학부 전공자가 50%인 경우를 기준으로 했

을 때 그를 초과하는 경우가 12개(48%), 그 이하인 경우가 13개(52%)

로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학부 전공자의 비율을 대학원 유형에 따라 일반대학원과 특수

대학원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학부 전공자 비율 50%를 기준

으로 나누었을 때 일반대학원은 50% 이상인 경우가 9개 중 6개, 특

수대학원은 15개 중 8개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응답이 일반

대학원은 ‘학부 전공자가 전체에서 71% 이상(3개)’이었던 데 비해 

특수대학원은 ‘전체 중 30% 이하(6개)’였다. 이를 통해 특수대학원

은 비전공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 Percentages of speech-language pathology (SLP) gradu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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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관찰실습 현황

언어재활관찰실습 시행 여부

25개 학교 중 관찰실습을 시행한다고 응답한 학교는 20개 학교

(80%)였고 5개 학교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시행하지 않

는다고 응답한 학교 중 2개 학교는 재학생이 모두 학부 전공자여서 

이미 학부 과정에서 관찰실습을 이수했기 때문에 개설하지 않는다

고 했다. 그 외의 3개 학교는 관찰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재학생의 

경우 보충과목으로서 학부에서 이수하도록 조처하기 때문에 대학

원에서는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관찰실습 시행 

여부를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일반대

학원은 9개 학교 중 5개가 ‘예’로 응답하였던 데 비해 특수대학원은 

15개 학교 모두 ‘예’로 응답하여 대학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의 결과 분석은 전체 25개 학교 중 관찰실습을 시행한다고 

한 20개를 총수로 하여 진행할 것이다.

언어재활관찰실습 교과목 개설

관찰실습 교과목의 학점은 2학점으로 개설되는 학교가 가장 많

았으나(10개, 50%)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3학점의 경우(8개, 40%)

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1학점으로 개설된다고 학교가 1개(5%)

였고 1개교는 학점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 시수는 2시수가 8개(40%), 

3시수가 7개(35%)였으며 1개교(5%)가 6시수로 개설하고 있다고 응

답했다. 4개교(20%)는 교과목 개설 시수가 아니라 관찰실습 이수

시간인 30시간으로 응답했다.

각 학교에서 보고한 학점 및 시수를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으로 나누어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관찰실습을 시행한다고 보고

한 일반대학원 5개 학교 중 4개가 3학점으로 개설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1개는 2학점으로 개설한다고 하였다. 시수는 3시수가 3개, 6

시수가 1개였고, 1개는 관찰실습 이수시간인 30시간으로 응답했

다. 특수대학원은 전체 15개 중 2학점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9개로 

가장 많았고 3학점의 경우가 4개, 1학점이 1개였다. 특수대학원 중

에서는 2시수로 개설하는 학교가 8개로 가장 많았고 3시수가 4개

였으며 3개 학교는 관찰실습 이수시간 30시간으로 응답했다. 이를 

통해 일반대학원은 3학점 3시수가, 특수대학원은 2학점 2시수로 

개설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관찰실습이 개설되는 학기에 대한 응답은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처럼 제2학기에 관찰실습 교과목을 개설하는 학교가 

12개 학교로 가장 많았으며 20개 학교 중 17개 학교(85%)가 제2학

기 혹은 제3학기에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실습을 학기 중이나 방학 중 언제 실시하는지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학교는 학기 중과 방학 중 둘 다 실시한다고 응답했다(16

개, 80%). 학기 중에만 실시한다고 한 학교와 방학 중에만 실시한다

고 한 학교는 각 2개였다(각 10%). 

 

언어재활관찰 실습생의 선정 

관찰실습생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복수응답을 허용한 상

황에서 응답하게 한 결과 가장 많이 응답한 경우는 ‘교과목 개설학

기에 해당되는 학생(17개, 85%)’이었다. 그 외는 ‘필요학점을 이수한 

학생(3개, 15%)’, ‘선수과목을 이수한 학생(4개, 20%)’이었다. 관찰실

습생 선정 시 성적 평점의 하한선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20개 학교 

모두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관찰실습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개 학교

(30%)가 ‘예’라고 응답했다. 이 6개교 중 5개교는 학부 전공자인 경

우, 1개 학교는 학부 전공자이면서 언어재활사로 현장근무 중인 경

우 면제해준다고 응답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총 30시

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언어재활관찰의 시간을 줄여주는, 즉 감

면해주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개 학교(35%)가 ‘예’라고 

응답했고 12개 학교(60%)는 ‘아니오’라고 응답했으며 1개 학교는 

응답하지 않았다. 감면 기준으로는 학부 전공자인 경우, 학부 전공

자이면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학부에서 

관찰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의 응답이 있었고, 대개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50%, 즉 15시간을 감면해준다고 응답했다.

 관찰실습을 위해 미리 이수해야 하는 과목, 즉 선수과목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7개 학교(35%)가 ‘예’라고 응답했다. 이들이 응답

한 선수과목 목록 중에서는 의사소통장애개론(3개), 언어발달장

애(3개), 조음음운장애(2개), 언어발달(2개)이 복수의 응답을 얻었

고 1개의 응답을 얻은 과목으로는 신경언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

장애, 언어기관 해부생리, 의사소통장애 진단 및 평가, 언어재활현

장실무가 있었다.

언어재활관찰실습생에 대한 사전교육 및 순회지도

20개 학교 모두 관찰실습을 위해 학생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한

Figure 2.  Semesters offering clinical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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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응답했고 그 방식으로는 모든 학교가 강의식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관찰실습 교과목 진행 시 교과목 담당

교수가 기관을 순회하면서 지도하는지 질문했을 때에는 5개 학교

(15%)만이 순회지도를 시행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15개 학교는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직접관찰과 간접관찰의 비율

언어재활관찰은 실습 대상자의 평가 및 중재 과정을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관찰하느냐, 혹은 동영상 등 시청각자료를 통해 간접적으

로 관찰하느냐에 따라 직접관찰과 간접관찰로 나뉜다. 직접관찰과 

간접관찰의 비율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Table 1에 정리

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직접관찰의 비율이 간접관찰보다 더 

높은 학교가 20개 학교 중 13개(65%)로 더 많았다. 모두 직접관찰

로 진행한다고 보고한 학교는 3개교(15%)로 나타났고 모두 간접관

찰로 진행한다고 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재활관찰 실습 제공 기관 및 언어재활사

관찰실습을 제공하는 기관을 묻는 질문에는 복수응답을 허용

하였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20개 학교 중 17개(85%)가 사설치

료실(개인치료실)에서 관찰실습을 진행한다고 하여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종합병원 혹은 대학병원부속 언어치

료실이 14개(70%)로 나타났다. 개인병원부속 언어치료실에서 관찰

실습을 진행하는 학교가 8개(40%), 장애인종합복지관이 6개(30%),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4개(20%)로 보고되었다. 기타로 보고한 4

개 학교(20%) 중 3개가 대학내 부설 언어치료센터에서 관찰실습을 

진행한다고 했고 1개 학교는 기타로 보고했으나 실습기관을 기록

하지는 않았다.

Figure 3은 관찰실습을 제공하는 언어재활사의 경력에 대한 응

답 분석결과이다. 이 경우는 하나의 학교마다 다수의 언어재활사

에게 실습을 제공받으므로 복수응답을 허용했다.

경력이 5-10년에 해당되는 언어재활사가 12개(60%)로 가장 많이 

관찰실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관찰

실습을 제공하는 경우도 전체 중 14개(70%)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관찰실습 제공 언어재활사의 경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도 7개 학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실습을 제공하는 언어재활사의 1급 자격증 소지 비율을 조

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관찰실습을 제공하는 언어재활사가 모두 1급 자격증 소지자인 

학교가 가장 많았고(7개, 35%) 이와 반대로 모두 2급 자격증 소지

자라고 응답한 학교는 없었다. 50% 이상이 1급 자격증 소지자라고 

응답한 학교가 13개(65%)여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Table 3. Types of communication disorders observed

Number of schools (%)

Developmental language delay 20 (100)
Speech sound disorder 20 (100)
Fluency disorder 16 (80)
Neurogenic language disorder 15 (75)
Hearing impairment 14 (70)
Motor speech disorder 13 (65)
Voice disorder 12 (60)
Language development support for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4 (20)

Others 1 (5)

Table 1. Ratio of direct observation to indirect observation

Number of schools (%)

100% (direct observation all) 3 (15)
≥ 71% (much more direct observation) 7 (35)
51%-70% (a little bit more direct observation) 3 (15)
31%-50% (a little bit less direct observation) 6 (30)
≤ 30% (much less direct observation) 1 (5)
0% (indirect observation all) 0 (0)

Table 2. Ratio of speech-language pathology certificate level 1 to level 2

Number of schools (%)

100% (level 1 all) 7 (35)
≥ 71% (much more level 1) 4 (20)
51%-70% (a little bit more level 1) 2 (10)
31%-50% (a little bit less level 1) 0 (0)
≤ 30% (much less level 1) 2 (10)
0% (level 2 all) 0 (0)
Cannot know 5 (25)

Figure 3. Careers of speech-language pathology providing clinical observa-
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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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관찰 실습 대상자 장애영역

관찰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관찰할 수 있는 장애영역에 대한 보

고는 복수응답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20개 학교가 모두 언어발달장애와 조음음운장애 대상자의 관찰

을 포함하고 있었고 다수의 학교가 유창성장애, 신경언어장애, 청

각장애, 마비말장애, 음성장애 대상자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

었다. 기타로 표시한 1개 영역은 구개열 영역이었다.

언어재활관찰실습 관련 평가

 관찰실습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실습기관의 기관장 혹은 언어

재활사와 교과목 담당교수가 공동평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13개, 65%). 실습기관에서 전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2개(10%), 교

과목 담당교수가 평가하는 경우는 5개 학교(25%)로 보고되었다. 

관찰실습이 끝난 후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해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9개(45%),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가 10개(5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응답하지 않은 경

우가 1개(5%)였다. 만족도를 평가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는 집담회

를 실시하는 경우가 3개, 체크리스트로 평가하는 경우가 5개, 기타

가 4개였다. 기타에는 강의평가를 통해 판단하는 경우가 3개였고 

구두로 평가하는 경우 1개가 포함되었다.

언어재활관찰실습 진행 시 애로사항

관찰실습을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에 대해서 임의로 기록하도록 

했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어려움으로 언급된 내용은 ‘관

찰실습을 위한 기관섭외가 어렵다’(6개)였다. 이 외에 ‘대학원생들

의 일정과 실습기관이 원하는 일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 ‘대

학부설 혹은 종합병원의 경우 기관 자체의 내규 등으로 관찰 기회

를 제한하고 있다’, ‘비전공자의 경우 대학원 2학점 관찰시수만으로

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방학에도 관찰시간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다양한 장애군에 대한 고른 관찰이 

어렵다’, ‘지방대학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기관사용료나 실습경비의 충당이 어렵다’, ‘실습기관의 

현장 재활사들에게 관찰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요구나 기대를 전달

하기 어렵다’, ‘학생의 예의 및 품성 문제로 난처할 때가 있다’ 등이 

언급되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석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재활관찰실습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대학원 언어재활관찰을 운영

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

석한 연구이다. 전체 27개 학교 중 25개 학교에서 회신한 응답을 분

석한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문에 응한 학교는 특수대학원에 속해있는 경우가 많았고 인

문사회계열에 속한 경우와 자연계열에 속한 경우는 비슷했다. 

석사과정 안에 학부 전공자가 더 많은 경우와 더 적은 경우는 

서로 비슷했는데 특수대학원은 비전공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더 많았다.

2.  25개 학교 중 20개 학교가 언어재활관찰실습을 시행한다고 보

고하였다. 대학원 유형을 언급하지 않은 1개 학교를 제외한 24

개 학교 중 일반대학원은 전체 9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관찰실

습을 시행한다고 했고 특수대학원은 대학원 유형을 보고하지 

않은 1개 학교를 제외한 전체 15개 학교가 모두 관찰실습을 시

행한다고 했다. 관찰실습 교과목은 대개 제2학기에 개설되었

고 방학과 학기의 구분 없이 지속되었다. 관찰실습 교과목의 

개설은 일반대학원은 주로 3학점 3시수, 특수대학원은 2학점 

2시수로 개설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3.  관찰실습생은 교과목 개설학기에 해당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학부 전공자인 경우나 자격증을 소지한 경

우 관찰실습을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는 학교가 많았다. 관찰

실습 시작 전에 모든 학교가 실습생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했으

며 일부 학교는 실습기간 중 순회지도를 한다고 했다.

4.  직접관찰과 간접관찰에 대해서는 이 둘을 모두 병행해서 진행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런 경우 대개 간접관찰보다 직접관찰

의 비율이 더 높았다. 

5.  관찰실습은 사설치료실이나 각종 병원부속 언어치료실, 장애

인종합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관

찰실습을 제공하는 언어재활사의 경력은 5년에서 10년 사이

가 가장 많았고 1급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이 2급 소지자보다 

더 높았다.

6.  관찰실습 대상자의 의사소통장애 영역은 모든 학교가 언어발

달장애, 조음음운장애를 포함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영역을 

고루 관찰하도록 진행하고 있었다. 

7.  관찰실습의 평가는 실습을 지도하는 기관장 및 언어재활사와 

교과목 담당교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찰실

습 후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의 

비율은 서로 비슷했다. 

8.  관찰실습 시 애로사항으로는 기관섭외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고 그 외 일정 조정의 어려움, 실습경비의 부담 등

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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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실습을 시행하는 학교는 설문에 응답한 25개 학교 중 20개 

학교였고 5개 학교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는데 이 5개 학교는 

모두 일반대학원에 포함되어 있었다. 특수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달리 모든 개설학교가 관찰실습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특수대

학원 재학생 중 비전공자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일반대학원에서 관찰실습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원 

학부 전공자인 이유도 있었지만 학제 내 학부가 있어 비전공자는 

보충과목처럼 학부에서 관찰실습을 이수하게 하기 때문인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이 학부와 대학원이 동시에 운영되는 학교는 비교

적 관찰실습 개설의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대학원만 

개설되어있는 학교는 대학원 학제 내에서 실습을 해결해야 하므로 

부담이 더 큰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제2학기나 제3학기에 관찰실습 과목이 개설되

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전공자의 경우 모든 의사소통장애 영역

에 대한 수업을 아직 듣지 못한 시기일 확률이 높다. 관찰실습이 효

과적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

해서 필요한 것으로 대두되는 것 중 하나가 선수과목의 필요성이

다. 이는 언어재활과 전공 학생들의 임상관찰실습 전에 선수교과 

이수의 필요성을 강조한 Kim과 Lee (2015)나 Hwang 등(2012)의 연

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Lee 등(2015)은 관련 전공지식의 부족

이 언어재활과 학생들의 실습불안을 높인다고 했다. 그러므로 선

수과목을 지정하거나 실습생들의 사전준비도를 파악할 수 있는 평

가를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실습생들의 

불안을 낮추고 실습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과목 개설 시 2학점으로 개설하느냐, 3학점으로 개설하느냐는 

대학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보았듯이 특

수대학원인 경우는 2학점으로, 일반대학원으로는 3학점으로 개설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대학원 관찰실습은 학과 및 학교 상황

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 학부 전공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

가 신입생 선발 시 전공자의 비율을 학과가 주체적으로 결정한 결

과일 수도 있지만 학교 규정상 비전공자의 자격증시험 응시조건을 

채워줄 정도로 많은 과목을 개설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학부 비

전공자를 입학시키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이것이 학부와 달리 대

학원의 관찰실습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

다. 그러므로 각 학과가 학교의, 학과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관찰실

습 교과과정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뒤에서 다시 언

급될 것이나 주로 야간강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언어

재활사로 근무 중인 재학생이 많은 특수대학원의 경우 주간에 이

루어지는 실습과 직장 근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등에 대해 숙

고할 필요가 있다.

실습생이 직접 관찰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대상자와 치료실 

안에서 직접 혹은 관찰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면하며 실습을 

진행하는 직접관찰은 다양한 측면에서 실습생에게 큰 도움을 준

다. 동영상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평가 및 중재 현장의 세밀한 면까

지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어재활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관

의 모양, 구성, 분위기, 운영체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습생들이 직접관찰을 하려면 실습생의 방문을 허용해주

는 기관을 섭외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관찰실습을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기관섭외의 어

려움이었다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실습기관의 중요성은 다양한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다양한 학과

의 임상실습 만족도 조사 연구에서 실습기관에 대한 낮은 만족도

를 보고했는데 Kim과 Shin (2015) 그리고 Hwang 등(2012)은 언어

치료 전공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 연구에서 실습환경에서 실습

생의 만족도가 낮음을 지적했다. Park (2000)은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실습에서도 실습기관 내 교생을 위한 공간 부족을 언급했고 

Song과 Kim (2013)은 간호학과 실습생을 위한 실습기관의 지원이 

부족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Kim과 Kang (2004)은 작업

치료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시 실습기관과 대학과의 협동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실습기관의 실습에 대한 인식 부

족과 대학 담당교수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언어

치료학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Kim 등(2007)은 예비 특수교사의 교육실습 시 실습 지도교사가 

학생의 수준 및 특성을 파악하고 라포를 형성하는 데 미흡하였다

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교육실습을 담당할 특수학교의 증

가 속도에 비해 예비 특수교사 양성 속도가 더 빨라 실습기관이 미

처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문제를 유발한다고 했다. 이는 현재 예비 언어재활사의 교육여

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언어

재활관찰 실습 시 적절한 기관을 섭외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실습을 제공할 만한 언어치료 및 재활기관이 충분치 않아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언어치료기관이 집중되어있는 서울 및 경기지역 외

에 위치한 학교는 실습기관 선정의 어려움이 더 크다. 이를 해소하

기 위해 방학을 이용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으로 관찰실습을 보내

기도 하나 여기에는 실습생 이동 경비에 대한 지원 문제, 안전 문제 

등이 있어 이 또한 쉽지 않다.

Lee 등(2004)은 작업치료학과의 임상실습교육 시 임상실습기관 

선정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실습기관 확보가 시급하다 보

니 임상실습교육의 질적인 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

가 실습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은 원래 내원하는 의사소통장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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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평가 및 중재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실이기 때문에 실습이 

첫 째 목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실습을 받아줄 경우 

실습기관은 그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 일부 치료 대상자 및 보호자

들의 불만, 실습생의 태도 문제 등을 감수해야 한다. 관찰실습을 담

당하는 학과 교수들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실

습을 위한 다양한 요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관찰실

습 진행의 애로사항 중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관찰실습을 제

공하는 언어재활사의 경력 혹은 소지한 자격증의 급수에 대해 파

악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교가 20개 중 1/3에 가까운 것도 이와 같

은 맥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Lee SE (1997)는 간호교육기관을 섭외하는 데 전임교원의 역량

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언어재활 관련 학

과에서도 전임교원의 인맥에 의지하여 실습기관을 섭외하는 경향

이 우세하며, 전임교원이 임상경력 혹은 강의경력이 많지 않은 경

우 실습기관을 섭외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 아직 임상경험이 많지 않은 졸업생에게 의지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다양한 의사소통장애 영역, 다양한 평가 및 중재방법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관찰실습 진행의 애로사항 중에는 실습생의 일정과 기관이 요구

하는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내용도 있었다. 학부의 언어재활관찰

실습에서도 수업과 관찰실습 일정의 중복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학원도 물론 수업과 겹치는 문제로 일정을 정하기 어려

운 점도 있으나 학부와 달리 직장 근무 일정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즉, 대학원 재학생 중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현

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수업이 없는 때 근무 일

정을 정하기 때문에 실습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

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최대한 실습생의 일정을 배려해주

지만 이로 인해 이수 시간을 채우는 것이 늦어지거나 다양한 경우

를 관찰할 기회가 적어지거나 더 많은 기관을 섭외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

관찰실습에서 배운 내용은 이후 진단 및 재활실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질적, 양적으로 충분치 못한 관찰실습은 후의 진단 및 재활

실습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찰실습기관 섭외의 어려움은 거의 모든 

학과가 겪는 어려움이므로 언어재활사협회 혹은 언어치료학과 교

수협의회의 차원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 학과에서 실습제공 기관

에 기관사용료의 명목으로 소정의 실습비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적은 금액으로 관찰실습을 위해 실습제공 기관 및 재활사가 

제공하는 시간, 노고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관찰실습을 제공하는 언어재활사에게 실습제공시간을 보완교육

의 인센티브로 인정해주는 등의 타당하고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하

다. 또한 언어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관찰실습기관을 조직적, 질

적 관리를 도모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관찰실습을 제공하는 기관을 파악하여 긴밀한 네트워크를 수립하

고 해당지역의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실습제공 기관의 질적 개선 

및 지식 공유를 위한 다양한 공부모임, 세미나 혹은 워크숍 등을 개

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음성장애나 신경언어장애 대상자, 기질적 말소리장애 대상자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재는 이

러한 대형병원에서의 실습 기회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개별 

병원의 비협조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대학병원 종합평가 등 정책적 

측면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해결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직접관찰

보다 간접관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때 병

원 소속 언어재활사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 적절한 언어

재활사의 섭외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임상실습 관련 네트워크 수

립으로 인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재활관찰실습 

전반에 대한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개관해보았다. 그러나 이는 

기초적 현황에 대한 연구로 추후에 더 많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야 한다. 이미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는 언

어재활관찰실습에 대한 만족도나 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불안

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자격증을 소지한 현장 언어재활사로서 직

장과의 병행으로 생기는 제반문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관찰실

습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습환경, 실습경비 등에 대

해 보다 더 세밀한 연구도 필요하다. 사실 본 연구는 대학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어도 총수가 30개가 안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로 연구하

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

의 방법을 도입해보는 것도 추후연구로서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와 다각도적인 노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

학원 언어재활관찰실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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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대학원 석사과정 임상실습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표화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시행되는 관찰실습(언어재활관찰)과 임상실습(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이 학과마다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
점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설문에 대해 사실 그대로의 답변을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학교 및 학과정보의 외부 노출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표화영

I. 배경정보

1. 귀 학과가 소속된 대학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1) 일반대학원 – 2번으로 가십시오. 2) 특수대학원이나 기타대학원 – 1-1번으로 가십시오.

1-1. 소속 대학원의 이름을 써주십시오(예: 보건재활대학원).

2. 귀 학과의 계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인문사회계열 2) 자연계열  3) 기타(계열 이름을 써주십시오.)

3. 귀 학과의 전체 석사과정생 중 학부 전공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1) 모두 학부전공자 (학부 전공자 100%)
2) 전체 중 학부 전공자가 71% 이상 (모두는 아니나 비전공자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
3) 전체 중 학부 전공자가 51%-70% (비전공자에 비해 절반 조금 넘는다.)
4) 전체 중 학부 전공자가 31%-50% (비전공자에 비해 절반 조금 안 된다.)
5) 전체 중 학부 전공자가 30% 이하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비전공자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
6) 모두 학부 비전공자 (비전공자 100%)

ll. 언어재활관찰

4. 귀 학과는 석사과정 학생에게 언어재활관찰(이하, 관찰실습)을 시행합니까?
1) 예 – 5번으로 가십시오.              2) 아니오 – 4-1번으로 가십시오.

4-1. 관찰실습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간략히 써주십시오.

5. 관찰실습을 시작하는 학기는 언제입니까?
1) 제1학기 2) 제2학기  3) 제3학기  4) 제4학기 혹은 그 이후

6. 관찰실습을 시행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1) 학기 중 2) 방학 중  3) 학기 중 및 방학 중 둘 다 

7. 관찰실습 교과목의 학점 및 시수는 어떻게 됩니까?
 학점 -                      / 시수 - 

8. 관찰실습의 실습생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1) 교과목 개설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 2)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 
3) 선수과목을 이수한 학생  4) 실습이수 능력 검증 시험을 통과한 학생 
5) 기타(간략히 써주십시오.) 

9. 관찰실습을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1) 예 – 9-1번으로 가십시오.   2) 아니오 – 10번으로 가십시오.

9-1. 관찰실습 면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간략히 써주십시오.

10. 관찰실습의 이수시간을 줄여주는(감면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1) 예 – 10-1로 가십시오. 2) 아니오 – 11번으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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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관찰실습 감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간략히 써주십시오.

11. 관찰실습을 위한 선수과목이 있습니까?
1) 예 – 11-1번으로 가십시오. 2) 아니오 – 12번으로 가십시오.

11-1. 선수과목의 과목명을 써주십시오. 

12. 관찰실습을 위한 성적 평점의 하한선이 있습니까?
1) 예 – 12-1번으로 가십시오. 2) 아니오 – 13번으로 가십시오.

12-1. 성적 평점 하한선을 써주십시오.(예: 직전 학기까지 총평점 2.0 이상)

13. 관찰실습 전에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십니까?
1) 예 – 13-1번으로 가십시오. 2) 아니오 – 14번으로 가십시오.

13-1. 사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십니까?
1) 강의식으로 교육  2) 이메일 등으로 유인물 전달 3) 기타(간략히 써주십시오)

14. 직접관찰(학생이 기관 방문)과 간접관찰(재활사가 학교 방문해서 동영상으로 설명)의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1) 모두 직접관찰로 진행 (직접관찰 100%)
2) 전체 중 직접관찰이 71% 이상 (모두는 아니나 간접관찰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
3) 전체 중 직접관찰이 51%-70% (간접관찰에 비해 절반 조금 넘는다.)
4) 전체 중 직접관찰이 31%-50% (간접관찰에 비해 절반 조금 안 된다.)
5) 전체 중 직접관찰이 30% 이하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간접관찰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
6) 모두 간접관찰로 진행 (간접관찰 100%)

15. 관찰실습을 제공하는(실습생을 파견하는) 기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1) 사설 치료실   2) 장애인복지관  3) 개인병원 부속 치료실 
4) 종합병원 혹은 대학병원 부속 치료실 5)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6) 기타(기관의 종류를 써주십시오)

16. 간접관찰 혹은 직접관찰을 제공해주는 언어재활사의 경력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1) 1년 미만     2) 1년 이상-5년 미만  3) 5년 이상-10년 미만
4) 10년 이상-15년 미만   5) 15년 이상  6) 파악하기 어렵다.

17. 간접관찰 혹은 직접관찰실습을 제공해주는 언어재활사의 1급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1) 모두 1급 자격증 소지자 (1급 소지자 100%)
2) 전체 중 1급 자격증 소지자가 71% 이상 (모두는 아니나 2급 소지자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
3) 전체 중 1급 자격증 소지자가 51%-70% (2급 소지자에 비해 절반 조금 넘는다.)
4) 전체 중 1급 자격증 소지자가 31%-50% (2급 소지자에 비해 절반 조금 안 된다.)
5) 전체 중 1급 자격증 소지자가 30% 이하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2급 소지자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
6) 모두 2급 자격증 소지자 (2급 소지자 100%)
7) 파악하기 어렵다.

18. 관찰실습 과정에서 관찰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1) 언어발달장애 2) 조음음운장애 3) 신경언어장애 4) 마비말장애
5) 유창성장애  6) 음성장애  7) 청각장애  8) 다문화 가정 언어발달 지도 
9) 기타(해당 영역을 써주십시오)

19. 관찰실습 교과목 담당교수가 실습기관을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20. 관찰실습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1) 실습기관 기관장(실습제공 언어재활사 포함) 2) 교과목 담당교수 
3) 기관장 및 담당교수 둘 다   4) 기타(간략히 써주십시오)

21. 관찰실습 후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십니까?
1) 예 – 21-1번으로 가십시오.   2) 아니오 – 22번으로 가십시오.

21-1.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1) 집담회 2) 체크리스트 작성 3) 기타(간략히 써주십시오)

22. 관찰실습을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  설문을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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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의 언어재활관찰실습 현황 연구

표화영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학부에 비해 국내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재활관찰실습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원 석사과

정의 언어재활관찰실습 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대학원 관찰실습 방법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

다. 방법: 석사과정에 언어치료(재활)학과가 개설된 27개 대학원의 언어재활관찰실습 운영 담당교원에게 22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

지를 온라인을 통해 배포하였다. 이중 25개교의 응답이 회수되었고 그 결과의 빈도 및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25개교 중 20개

교가 언어재활관찰실습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학부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찰실습을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고 있었다. 간접

관찰보다 직접관찰의 비율이 대체로 더 높았으며 실습은 주로 사설치료실이나 각종 병원 부속 치료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루어

졌다. 관찰실습을 제공하는 언어재활사는 2급 자격증 소지자보다 1급 소지자가 더 많았고 경력은 5-10년 사이가 가장 많았다. 실습생은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등 다양한 장애영역의 대상자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실습의 애로사항으로는 기관

섭외의 어려움, 일정을 정하는 데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다. 논의 및 결론: 언어재활관찰실습을 진행하는 다수의 학교가 실습생으로 

하여금 다양한 의사소통장애와 다양한 기관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과 차원의 노력은 물론 학회 및 협회의 다양

한 지원책 모색이 필요하다.

핵심어: 언어재활관찰, 언어치료학과, 대학원, 설문조사

이 논문은 2014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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